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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
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․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. 논문제목을 클릭
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금융통화
① “(Optimal) Monetary Policy with and without Debt”
출처: Bank of Canada, Staff Working Paper 2021-5
저자: Boris Chafwehe, Rigas Oikonomou(UCLouvain), Romanos Priftis(Bank of Canada),
Lukas Vogel(European Commission)
【핵심내용】
ㅇ 본고에서는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(sustainability) 문제로 인해 중앙은행이 제약을 받는
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최적 통화정책(Ramsey optimal monetary policy)을 분석
-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산출량의 실제치와 목표치 간 괴리가 최소화되도록 통화
정책을 운영하며, 조세정책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
ㅇ 분석 결과 정부부채가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 최적 통화정책은 표준적인 테일러
준칙과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(forward guidance)의 조합으로 나타남
- 최적 정책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수식은 먼저 테일러 준칙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
갭과 산출량갭 그리고 과거 정책금리 수준의 함수로 표현되는 부분을 포함
- 다음으로 제로하한 제약에(ZLB) 도달하는 경우 동 제약에서 탈출한 이후에도 당분간 정
책금리를 테일러 준칙에 의한 최적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토록 하는 부분이 포함
- 마지막으로 과거 발생한 충격들이 정부부문의 통합예산제약(consolidated budget
*
constraint)에 미친 영향을 감안 하는 부분으로 구성
* (실질) 정부부채는 조세나 인플레이션을 통해 조달(finance)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부채 제약은 최적
인플레이션과 산출 그리고 최적 정책금리를 변화시키게 되는데,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를 “interest
twisting effect”라 지칭

ㅇ 정부부채가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 최적 정책금리 수준은 과거 발생한 충격
들이 정부부문의 예산제약에 미친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
차이
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Leeper(1991)의 능동적(active)‧수동적(passive) 통화‧재정 정책 모형*과
유사한 측면이 있음
* ‘능동적’은 정책이 정부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본연의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상태를, ‘수동적’은 정책이
정부부채를 감안하고 정부부채 충격에 반응해야 하는 상태를 말함

- 정부부채가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수동적 통화정책, 능동적 재정정책 조합으로,
정부부채가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능동적 통화정책, 수동적 재정정책 조
합으로 대응
【분석방법론】 DSGE Model Analysis

금융통화
② “Networking the Yield Curve: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”
출처: Bank of Canada, Staff Working Paper 2021-4
저자: Tatjana Dahlhaus(Bank of Canada), Julia Schaumburg(VU Amsterdam), Tatevik
Sekhposyan(Texas A&M大)
【핵심내용】
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의 전통적 통화정책 외에 장기
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(양적완화,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등) 활용이
증대
- 이에 따라 다양한 만기의 금리 충격이 수익률곡선 상에서 어떻게 파급되는지 알아볼
필요
ㅇ 본고에서는 네트워크 모형을 도입하여 단기, 중기, 장기 금리 충격*이 여타 만기의
금리로 파급되는 양상을 분석
* 각 만기별 국채수익률이 기대치로부터 이탈한 정도를 금리 충격의 크기로 설정

- 동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충격 발생 시의 즉각적인 파급(contemporaneous spillover)은
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변(time-varying)하는 파급도 추정 가능
ㅇ 분석 결과 단기 금리 충격이 중·장기 만기의 금리로 파급되는 정도는 미미한 반면,
중·장기 금리 충격이 인접한 만기의 금리로 파급되는 정도는 강한 것으로 나타남
- 또한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(forward guidance, 이하 FG)는 파급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주요
요인(driver)으로 작용하며,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사할 경우 금리 간 파급 정
도가 커지는 것으로 추정
ㅇ 분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이 수익률곡선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에 따른
충격의 규모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이 되는 금리의 만기 및 FG 제공 여부에 따라서도
달라질 수 있음
- 중·장기 국채수익률을 정책대상(target)으로 삼는 것이 수익률곡선 상 여타 만기의
금리에 미치는 영향 즉 정책효과 측면에서 유리
- 적절한 FG를 병행함으로써 정책효과 제고가 가능
- 다양한 만기의 금리 충격이 수익률곡선 상에서 파급되는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채권
시장에 대한 불가피한 개입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【분석방법론】 Time-Varying Network Model, Dynamic Spatial Lag Model

거시경제
③ “The Implication of Liquidity Regulation for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

and the Central Bank Balance Sheet Size: An Empirical Analysis of the
Euro Area”
출처: ECB Working Paper No.2515
저자: Danielle Kedan, Alexia Ventula Veghazy(ECB)
【핵심내용】
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바젤Ⅲ의 유동성커버리지
비율*(Liquidity Coverage Ratio, 이하 LCR) 규제가 도입
* LCR은 30일간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(High Quality
Liquidity Assets)의 비율로서, LCR 규제수준은 2015년 60%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8년 이후 100%
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함

- 은행들은 LCR 제고 수단으로서 지급준비금(reserve, 이하 지준) 축적을 사용하기도 하므로
LCR 규제 도입이 지준 변화를 통해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
ㅇ 본 연구는 2014~16년간 유로지역 국가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LCR 규제가 은행
들의 지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
- LCR 규제에 대한 사전공표시점(pre-announcement, 2015.2분기) 전후로 은행들이 보유
하는 초과유동성 변화양상을 포착함으로써 LCR 규제 도입효과를 식별
ㅇ 분석 결과, 기존에(규제 도입 이전) LCR이 낮았던 은행들(하위 25%)은 LCR규제 도입으로
인해 지준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지준수요 증가규모는 약 1030억~1500억 유로 수준이며, 이는 금융위기 이전 은행
부문에 공급되던 지준공급 규모(4500억 유로)를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
- 동 결과는 국가별 이질성, 은행규모, 레버리지비율, 자산매입프로그램을 통한 지준
공급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강건한 것으로 분석
ㅇ 추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, LCR 규제로 인한 지준수요 증가는 단기자금시장(money
market)의 금리 상승 및 변동성 증가를 유발하여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전달경로를 훼
손할 가능성
- 또한 ECB가 지준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준공급을 늘릴 경우, ECB의 대차대조표
(B/S)는 규제 도입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우려도 존재
ㅇ 본 연구는 바젤Ⅲ로 도입된 유동성 규제가 지준수요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
증적으로 밝히고 통화정책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
【분석방법론】 Empirical Analysis

거시경제
④ “Text-based Recession Probabilities”
출처: ECB Working Paper No.2516
저자: Massimo Ferrari, Helena Le Mezo(ECB)
【핵심내용】
ㅇ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변동에 대한 선행지표로 사용되었으나,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
매입 정책시행 이후 해당 지표의 경기예측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
- 장기금리는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데, 자산매입 정책으
로 장기금리가 경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책적 요인에 의해 변하게 되기 때문
ㅇ 본 연구는 신문기사 기반 데이터로 경기침체 지표를 도출하고, 장단기 금리차를 사
용한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침체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
- 텍스트마이닝으로 불확실성 지수를 도출한 Baker et al.(2016)을 원용하여 경기침체
지표(recession index)를 도출했으며, 프로빗 모형에 해당 변수를 반영하여 분석
ㅇ 경기침체 지표*는 2001년 닷컴버블 붕괴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미국의 주요
경기침체기에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
* 1985년 1월에서 2020년 9월까지 일별 전체기사중 미국의 경기침체를 언급한 기사의 비중으로 도출

ㅇ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, 침체 지표와 장단기 금리차를 같이 사용할 경우 장단
기 금리차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예측의 정확도가 10~15%p 상승
- 또한, 침체 지표만을 사용하더라도 8개월후 예측까지는 장단기 금리차보다 정확성
이 높음
-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산매입 정책 시행 기간을 더미변수로 반영하거나, 추정모형을
변경(로짓(logit) 모형으로 변경)하더라도 강건하게 유지
미국의 주요 침체기와 경기침체 지표

모형별 예측의 정확도1)

주:1) ROC(Receiver Operator Curve) 통계량을 사용,
동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정확함을 의미

ㅇ 본 연구는 텍스트 기반 데이터를 통해 경기침체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
을 보여줌으로써 정책 결정자 및 후속연구에 시사점을 제공
【분석방법론】 Probit Regression

미시제도
⑤ “Risk Aversion and Bank Loan Pricing”
출처: ECB, Working Paper Series No. 2514
저자: Gonzalo Camba-Mendez, Francesco Paolo Mongelli(ECB)
【핵심내용】
ㅇ 본 논문은 Euro 지역 내 은행의 대출금리가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은행의 경영환경
관련 요인과 더불어 위험에 대한 은행의 주관적 평가인 위험회피도에 의해서도 영향
을 받는지를 분석
ㅇ 2008.10월~2014.10월 기간 중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은행별 대출금리 스프레드(=
대출금리 - 기준금리)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
-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요인으로는 은행 간 자금시장 접근성, 시장지배력, 채권스프
레드 등을 이용
-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위험회피도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회귀식에 포
함된 설명변수들 이외의 은행 간 차이를 포착하는 random effect 항을 위험회피도
의 대리변수로 이용
ㅇ 분석 결과,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요인뿐 아니라 은행의 주관적 위험회피도 역시 은
행의 대출금리 스프레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- 은행 간 자금시장 접근성이 좋아지고 채권스프레드가 낮아지면 은행의 자금조달 여
건이 개선되어 대출금리 스프레드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,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
은행의 가격설정 권한을 높여 대출금리 스프레드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
- 한편, 은행의 위험회피도가 1bp 높아지면 은행의 대출금리 스프레드는 0.01~0.16bp
높아져 위험회피도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파악
-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*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
대출을 갚지 못할 위험이 중소기업이 더 큰 데 주로 기인
* 대출금이 100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, 그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

ㅇ 본 논문은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에 은행의 주관적 평가요인인 위험회피도도 영향을
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
- 그러나 위험회피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데이터는
매우 미흡함에 따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
【분석방법론】 Random Effect Model

미시제도
⑥ “Rethinking How We Score Capital Gains Tax Reform”
출처: NBER, Working Paper No. 28362
저자: Natasha Sarin(Pennsylvania大), Lawrence H. Summers(Harvard Kennedy School
of Government), Owen M. Zidar(Princeton大), Eric Zwick(Chicago大)
【핵심내용】
ㅇ 미국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현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
있으나, 다른 소득에 비해 세율이 낮게 책정
- 근로소득,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일반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38%에 달하는 반
면,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20%에 불과
ㅇ 본 논문은 양도소득세율이 낮게 설정된 이유를 살펴보고,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장기
적으로는 세수를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
ㅇ 양도소득세율이 낮게 책정된 주된 이유는 양도소득의 경우 납세자의 세율탄력성*이
높아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확보의 실익이 낮다고 여겨졌기 때문
* 세율 증가에 따른 과세표준소득의 감소를 수치화한 것으로 세율 1%p 변화 대비 과세표준소득의 감소
분으로 측정

- 양도소득의 경우 납세자가 자산의 수익실현 시기를 조정하여 세율 인상에 탄력적으
로 대응할 수 있어 다른 소득보다 세율탄력성이 높으며, 이는 실증분석 결과*와도
일치
* 양도소득의 세율탄력성은 0.7로 근로소득 등 일반소득의 세율탄력성 0.2보다 높음(미 의회 합동조세
위원회(1990), Saez et al.(2012))

ㅇ 하지만, 양도소득의 세율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동 탄력성이 2년 정도의 다소
짧은 시계에서 측정된 데 기인
- 납세자가 양도소득 수익실현을 일시적으로 늦출 순 있어도 이를 영구적으로 회피할
수는 없으므로 측정 시계가 길어지면 세율탄력성은 하락*
* Agersnap and Zidar(2020)의 실증분석에서도 측정 시계가 길어질수록 양도소득의 세율탄력성이 하
락하는 것으로 나타남(4년: 0.6, 7년: 0.5, 10년: 0.3)

ㅇ 또한, 수익실현 시기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주식투자 비중
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양도소득의 세율탄력성 하락에 일조*
* 전체 양도소득 대비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의 비중이 1997년 41.2%에서 2012년 26.9%로 감소

ㅇ 양도소득의 세율탄력성이 0.3이라면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일반소득세 최고세
율인 38%까지 인상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$1.2조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
- 동 세수 규모는 세율탄력성이 0.7일 때 양도소득의 세율을 38%로 인상하여 추가로
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약 9배에 이름
ㅇ 따라서, 양도소득의 세율에 따른 세수 증감효과를 파악하려면 양도소득의 세율탄력성
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중요
【분석방법론】 Literature Review

국제경제
⑦ “The Economic Case for Global Vaccinations: An Epidemiological Model

with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”
출처: NBER, Working Paper No. 28395
저자: Cem Çakmaklı, Sevcan Yeşiltaş, Selva Demiralp,
Yıldırım(Koç大), Ṣebnem Kalemli-Özcan(Maryland大)

Muhammed

A.

【핵심내용】
ㅇ 본고는 COVID-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전 세계에 공급되는 백신의 경제적 효과를 시뮬
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
- 국제 생산구조를 반영한 SIR 모형*을 이용하여 COVID-19 팬데믹 하에서 65개국**
35개 산업이 겪는 경제적 손실과 글로벌 백신 접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
* COVID-19 팬데믹의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널리 쓰이는 Susceptible-Infected-Recovered(SIR) 모
형을 국제무역 네트워크 모형과 결합하여 확장
** 65개국 중 41개국은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선진국, 나머지 국가들은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
신흥국으로 분류

ㅇ 모형을 이용한 반사실적 시뮬레이션 분석* 결과, 글로벌 차원에서 백신 접종이 시행되
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글로벌 백신 접종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
타남
* 반사실적 분석을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(시나리오①: 선진국 즉각 접종, 신흥국 미접종, 락다운 미허용
/ 시나리오②: 선진국 즉각 접종, 신흥국 미접종, 락다운 허용/ 시나리오③: 선진국 신속한 접종, 신흥
국 다소 지연된 접종, 락다운 허용)를 구성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정

- 구체적으로는 시나리오②, 시나리오①, 시나리오③ 순으로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
나타나 신흥국에서도 백신을 균등히 도입할 경우 글로벌 후생이 증가
ㅇ 한편, 선진국과 신흥국 간 백신이 불균등하게 공급되는 경우 선진국 백신 접종이 완
료되더라도 팬데믹에 따른 전세계 경제적 손실의 최대 49%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
것으로 분석
- 백신의 글로벌 불균등 배분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제적 손실은 글로벌 차원의 백신
생산 및 공급 비용(272억 달러)을 크게 초과
ㅇ 본고의 연구 결과는 국제무역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
선진국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COVID-19 백신이 전 세계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
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
- 선진국이 백신 접종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
따라 선진국이 부담할 비용도 클 수밖에 없음을 지적
【분석방법론】 SIR Model

국제경제
⑧ “COVID-19 and Global Income Inequality”
출처: NBER, Working Paper No. 28392
저자: Angus Deaton(Princeton大)
【핵심내용】
ㅇ COVID-19의 확산 양상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, COVID-19로 인한 국가
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대두
- 이는 저소득 국가의 경우 보건·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COVID-19
의 피해가 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
ㅇ 이에 본고는 COVID-19 전후(2019년, 2020년)의 국가별 소득, COVID-19로 인한 인구
100만 명 당 사망자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COVID-19가 글로벌 소득 불평등에 미친
영향을 분석
- 글로벌 소득 불평등 변화를 ①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는 방식과 ② 인구 가
중치(population weight)를 반영한 소득 분포*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
*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을 해당 국가 국민의 소득으로 간주하고, 세계 전체 인구의 소득 분포를 분석

ㅇ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 분포를 비교한 결과, COVID-19 이후 글로벌 소득 불평등이
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COVID-19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고소득 국가에서 인구 당 사망
자 수가 많아 이들 국가의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 데 기인*
* 저소득 국가의 보건·의료 시스템을 고려할 때 피해가 저소득 국가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
본고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오히려 고소득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인구 당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으
로 나타남

ㅇ 한편, 인구 가중치를 고려하여 비교할 경우 소득 불평등도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
- 다만, 상기 결과 역시 저소득 국가의 소득이 고소득 국가의 소득에 비해 크게 줄어든
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COVID-19에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피해를 입고 높은
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것임*
* 인구 가중치를 고려한 비교 방식에서는 세계 인구 약 78억 명 중 약 44억 명이 중국보다 소득이 낮기
때문에 중국의 소득 증가가 전세계 소득 불평등의 확대로 포착됨

ㅇ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, COVID-19 팬데믹이 글로벌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
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득 불평등 측정방식에 따라 글로벌 소득 불평등이 오히
려 축소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
- 다만, COVID-19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종국적으로 본고의 분석과 상이한 결과가
도출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
【분석방법론】 Data Analysis

동북아경제
⑨ “Reading between the Lines: Chinese Precedents for Potential North
Korean Narrative Shift on the United States”
출처: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
저자: Rose adams, Andray abrahamian(Stanford大)
【핵심내용】
ㅇ 본고는 미‧중 관계개선 기간에 중국 내부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
인식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양상을 조사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
-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앞서 어떻게 엘리트 및 일반 대중을 설득하였는
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, 향후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
있음
ㅇ 중국은 냉전 이후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으나 국제정치 지형이 변동함에 따라
관계 개선이 필요하였고, 이러한 급작스런 방향 전환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이
중요
- 권위주의적 체계라 할지라도 정치 엘리트와 민중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부인
식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 이어지면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
- 중국 정부가 1972년을 기점으로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긴장 완화를 시도함에 따라
국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전환하는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
ㅇ 중국은 주류 미디어에서는 반미 메시지를 방영하지만,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변화된
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중 언론체계를 구축하고 여론 전환에 성공
- 중국의 공식 미디어인 ‘인민일보’에서는 기존 논조를 유지하지만, 중국 공산당원을
대상으로 운영되는 ‘참고소식’에서는 미국과의 친선 도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
- 또한 미국과 관계가 나쁘더라도 그 속에는 일부의 ‘착한 미국인’이 있을 수 있다는
언론 보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대중의 인식개선을 도모
ㅇ 북한도 향후 대외 개방시 위에서 언급된 중국의 전략을 차용할 수 있으나, 보도 체
계를 다원화하고 외국 컨텐츠의 보도비중을 높이는 등의 추가적 과제가 남아있음
- 북한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지도를 받는 ‘로동신문’을 통해 보도하는 단일언론
체계를 택하고 있어 다층적 매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도할 필요
- 또한 북한은 현재 대북 관광시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외부와의 문물교류를
억제하고 있으나, 이러한 관행에 변화가 필요
- 이와 함께, 일부 한정된 기사에 그치지 않고 외국 컨텐츠에 대한 보도비중을 높여
야 북한 대중의 인식개선 유도가 가능

기후변화
⑩ “Showing off Cleaner Hands: Mandatory Climate-Related Disclosure by

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Financing of Fossil Energy”
출처: Banque de France, WP #800
저자: Jean-Stéphane Mésonnier, Benoit Nguyen(Banque de France)
【핵심내용】
ㅇ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투자 공시 의무화가 그들의 실제 투
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- 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, 금융기관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
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서 비롯
ㅇ 프랑스 TECV(Transition Energétique et Croissance Verte; 에너지 전환과 녹색성장)법*의 사례
를 유사 자연실험(quasi-natural experiment)으로 삼아, 기후변화 관련 투자 공시 의무화가
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
-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TECV법은 은행을 제외한 기관투자자(보험사, 연기금, 자산운용사,
뮤추얼펀드 등)에 대해 ①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져와 ②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
하기 위한 전략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
- 시기(2016년 이후/이전), 분류(법을 적용받는 기관투자자/은행), 국가(프랑스/기타) 등 세 가지 요
인에 대해 삼중차분(triple difference in differences) 분석을 통해, 동 법이 투자자의 화석
에너지 기업 발행 증권(채권 및 주식) 투자 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
ㅇ 분석 결과, 동 법으로 인해 화석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가 큰 폭 감소한 것으로
나타남
- 동 법은 화석 에너지 증권에 대한 투자액을 평균 39%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
- 각 증권을 투자자가 1단위라도 보유할 확률 역시 동 법으로 인해 평균 2.3%p 낮아
진 것으로 나타남
- 화석 에너지 중 오염을 유발하는 정도가 특히 높은 에너지(석탄, 셰일가스 등)를 사용
하는 기업에서 동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으며, 채권보다는 주식 보유량에 미치는 영
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
ㅇ 본 연구는 금융기관들이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강화하고 있기
는 하지만,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
위해서는 필수적임을 시사
【분석방법론】 Triple 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is

